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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관실태조사

문화 공간이자 문학의 산실

문학은전통적으로서적혹은구전(口傳)의형태로보급되고향유되어왔다. 이러

한문학적유산의보고는물론도서관이겠지만, 1980년대이후한국의문인들은해외

여행을통해세계각국의유수한문학관을견학하면서한국에서의문학관건립에대한

필요성을자각하게되었다. 

한편지방자치시대에접어들면서각지자체들은자기지역출신유명문인과지역

홍보를연계할필요성을절감하였고, 또일부뜻있는문인들이문학적유산의전문적

인전시, 보급, 홍보의목적으로문학관건립을희망하게되었다. 이러한결과 1990년

대초반부터하나둘문학관이개관되기시작하여, 2001년7월현재9개소의문학관이

전국에산재하기에이르렀다.
1)

이문학관중에는유명문인이사재를희사하여건립한것도있고, 지방자치단체나

하 응 백 | 문학평론가·국민대 문예창작과 교수

문학관은 비록 개인이 운영 주체라 할지라도 문학적 유산의 보존과 관

리, 열람 등의 목적과 함께 새로운 세대들에게 문학 정신의 계승과 문

학의 활성화와 진작이라는 측면에서의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공적인

문화공간이자문학의산실역할을충분히담당하여야하는것이다.

한국의문학관, 그현황과실태
문학관실태조사

1) 문학관이란명칭은문학관뿐만아니라문학관성격이가미된복합적인문화공간까지포함한내용이다. 예를들어강원도원주의

토지문화관, 경북영양의광산문학연구소등은각각작가박경리, 이문열이주관하고있는문학관성격이강한공(公)적인문화

공간이다. 따라서이글의조사대상에는그러한공간이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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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출연한경우도있고, 문인과공공단체가함께출연한경우도있다. 운영또

한개인차원에서이루어지는경우와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운영하는경우도있다. 

문학관은비록개인이운영주체라할지라도문학적유산의보존과관리, 열람등

의목적과함께새로운세대들에게문학정신의계승과문학의활성화와진작이라는

측면에서의의미를갖는다. 때문에공적인문화공간이자문학의산실역할을충분히

담당하여야하는것이다. 이글은각지역에산재된문학관의실태를파악하고어떻게

운영되는가를살펴봄으로서바람직한운영방법과각문학관의활성화방안을제시하

는데그목적이있다.

문학관의 현황과 운영 실태

1) „̈ ›…”–‡„fi̇—

박화성기념문학관은전남목포시대의동에소재한목포문화원2층에있다. 대부분

의문학관과달리자체건물이아니라문화원에더부살이를하고있는셈이다. 박화성

기념문학관의주요전시물은1991년향토문화관에전시하였다가1995년3월에문화

원으로옮겨져새로개관했다. 80여평의공간은문학실과유품실로나누어져있다. 문

학실에는박화성선생2)의저서및일반도서 1,000여점이, 유품실에는박화성선생의

육필원고와옷, 재봉틀, 그릇등박화성선생의생활유품이전시되어있다.

박화성기념문학관은열람기능을갖추지못하고있고, 세미나등을할수있는공

간도없다. 방문객은하루 15∼20명수준이며, 한달에 4∼5건정도인근학교등지에

서단체관람을하고있다. 박화성기념문학관의경우목포시에소속된비정규직직원

한명이문학관관리를전담하고있는형편이다. 

박화성기념문학관은우리나라최초의개인문학관이지만, 현재지역에서의호응

도나이용빈도는그다지높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이유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빈

약한재정사정도그이유의하나가될수있을것이다. 

2) ̂‚ fi„fi̇—

추리문학관은추리문학의보급과발전을위해설립된추리문학관계전문도서관

으로소설가김성종3)이사재20억을털어, 1992년3월부산시해운대구중2동에대지

180평, 연건평 500평, 지상5층지하1층의현대식건물로개관했다. 좌석수 332석, 장

문학관실태조사

2) 목포시죽동에서태어난소영박화성(1904 ∼ 1988)은 1925년에단편「추석전야」를『조선문단』에발표하여

등단하였다. 1932년동아일보에여성최초로장편신문연재소설〈백화〉를연재하였다. 「하수도공사」, 「홍수

전후」, 「고향없는사람들」, 「고개를넘으면」, 「사랑」, 「내일의태양」등의소설120여편을남겼다. 

박화성기념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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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는추리소설13,000권, 일반문학8,000권, 아동도서및참고도서3,000권, 기타도서

3,000권등으로총30,000여권이있고, 모두열람이가능하다.

1층은독서와함께차를마시면서담소를나눌수있는공간이다. 각종신문, 잡지

및도서가비치되어있다. 좌석수67석. 2층은안락한좌석이구비되어있다. 좌석수94

석. 3층에는열람실, 국내외추리문학서, 아동도서및일반도서가비치되어있다. 좌석

수89석. 4층은사무실, 열람실과국내외추리소설원서, 일반문학서및일반도서각종

잡지와주간지가구비되어있다. 좌석수 72석. 이용은유료로, 고등학생까지는 2,000

원, 일반인은3,000원으로음료가제공된다.

『세계유명문인사진전』등의이벤트를열고있으며, 『금요일의시인들』이라는제목

으로매월셋째금요일마다시낭송행사를연다. 추리문학관은전국최다의추리소설

을보유한유일의추리문학전문도서관이며, 부산의유일한사립도서관이다. 하루이용

인원은평균20∼30여명. 때문에매달적자가2백만∼3백만원에이른다고한다. 사립

도서관이기에관련기관의재정지원은없다.

3) ̇– „̇ · º„fi̇—

한국현대문학관은전숙희4)선생이 1997년계원조형예술대학구내에서개관했다

가 2000년서울장충동으로옮겨재개관했다. 300여평의전시실에는주요문인들의

육필원고를비롯한8,000여점의유품과도서들이전시되고있다. 소설, 시집등초판

본 2,000여권, 방각본과딱지본신소설 130여권, 작가·시인들의친필원고와글씨,

편지, 문인들의자료사진들이 500여점, 작가·시인들에관한연구논문집 800여권,

창간호잡지수십종, 문인들이만들고글을쓴도예품60여점등이전시되고있다.

종합전시관에는한국현대문학1백년사를개괄할수있는현대문학계보도와한국

현대문학관의이미지프로젝터Image Projector를기준으로하여, 오른쪽으로부터이

광수에서오영수에이르는소설가와홍명희·이기영·정지용·임화등의월북작가·

시인·비평가들, 그리고왼쪽으로김억·김소월에서청록파에이르는시인들의초판

본작품집과사진자료들이전시되어있다.  유리진열장에는주요잡지의창간호가전

시되어있으며, 중앙에는일제강점기하에발행된시·소설그리고전후문학과북한문

학관련서적이전시되어있다. 

중앙전시관에는이광수의 <설산과나> 수필원고, 한용운의붓글씨, 김소월의 <기

문학관실태조사

3) 1941년전남구례출생. 1969년조선일보신춘문예로등단. 「여명의눈동자」등의작품이있고, 한국 추리

문학발전에큰노력을기울이고있음.

4) 수필가 겸 소설가. 1919년생. 팬클럽 한국본부 회장 역임. 예술원 회원. 수필집으로「탕자의 辯」, 소설로

「귀로」(57)등다수.

추리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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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환> 원고, 윤동주의<돌아와보는밤> 원고, 이육사의<애야> 육필원고등을비롯

유치환, 김광섭등작고문인과현역문인들의육필원고, 편지글 3백여점이진열되어

있다. 

주요시인전시관에는최남선으로부터한용운·김소월·김영랑·이육사·정지

용·이상·윤동주등한국현대시사에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는시인8인의시집

과저서·사진자료를전시해놓았다. 이밖에영상실과카페‘제비’가있어휴식공간

역할을하고있다.

한국현대문학관이보유한귀중자료들은김억의「오뇌의무도」(1923년), 최남선의

「백팔번뇌」(1926년), 김소월의「소월시초」(1946년), 한용운의「님의침묵」(1924년),「조

선불교유신론」(1913년) 등시집초판본 523권, 이광수의「무정」(1917년), 현진건의

「타락자」(1922년)·이기영의「두만강」(1954년)을비롯한소설집초판본 484권, 이광

수의「금강산유기」(1924년)·최남선의「심춘순례」(1926년)·「백두산근참기」(1927

년)·「금강예찬」(1928년)·홍명희의「학창산화」(1929년)·최현배의「갱생의도」

(1930년)·김억의「사상산필」(1931년) 등을비롯60년대까지의수필집총429권, 『조

선문단』창간호(1924년), 『시문학』(1946년)·『전선』(1946년)·『문학』(1947년) 창간호

등이다.

문인육필은시인주요한·김억·김소월·이상등과, 소설가이광수·염상섭·심

훈·이태준등의원고총 115점을소장하고있으며, 기타이광수·한용운·정지용·

홍사용등의문인유품42점, 현대문학사의귀중한자료가될문학단체, 문인들의각종

발간물,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결성선언문, <전조선문필가협회> 결성취지문

등선언문·행사표·학적부·전단 140점을소장하고있다. 그밖에도현역문인의육

필원고200여점을소장하고있다. 

계간으로 <한국현대문학관소식>지 2,700부를찍어문화계와교육계에무료로배

포한다. 또한수시로전시회나심포지엄을개최하기도한다. 올해상반기의경우는‘독

일어권작가42명의작업을담은사진전’과‘동양과서양에있어서의공간, 창의력’주

제로심포지엄을주관하기도했다.

한국현대문학관은유료로, 일반개인2,000원, 단체1,500원, 초·중·고교생개인

1,500원, 단체1,000원의입장료를받는다.

한국현대문학관은전시품의가치와전시상태, 문학관의관리등 거의모든면에

서한국에서는수준급의문학관이라고할수있다. 이는서울의중앙에위치하고있다

는지리적이점과계간문학지『동서문학』의활용, 관리와이벤트의지속성등이합쳐

진결과로볼수있다. 아쉬운것은전시성격이강하여소장자료의열람기능이약하

다는것인데, 이는자료의영인작업이나DB화작업등으로보완해야할것으로보인

문학관실태조사

한국현대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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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장소가전시품의규모에비해협소한편으로세미나실, 열람실등의공간이추

가된다면, 문학애호가나문학연구자들의이용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보

인다.

4) 토지문화관

토지문화관은박경리5)선생이토지를제공하고한국토지공사에서건축비 40억원

을대어강원도원주시흥업면매지리회촌마을에1999년들어섰다. 토지문화관은대

지 1천5백47평에지상 4층규모의건축물로, 연면적 8백여평. 본건물내부에는첨단

음향시스템과국제회의용동시통역실4개를갖추고있으며70여명을수용할수있는

대회의실, 분과토론과작은학술모임을위한3개의세미나실, 도서실및자료실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별채인숙소동에는26개의침실과창작과연구를위한집필실, 장기투숙이가능한

숙소등이있다. 부대시설로야외무대와식당, 체육시설, 휴게실등을갖추고있다. 

집필실은등단한문인에게창작공간으로대여하고있으며,  1인1실이용료는식사

를제공하고하루 3만원선이다. 세미나실이나대회의실역시대관하여사용할수있

다. 토지문화관은 2000년도의경우정책사업, 조사연구사업, 교육훈련사업등의프로

그램으로‘시인과환경’, ‘환경과건축’, ‘자연과예술’등에관한심포지엄을열었고

한국문학사연구와일본문화연구라는두개의사업으로 2회의세미나와 1회의국제

심포지엄을개최하였다. 문학장르별워크숍 - 시, 문화, 예술, 여성문학, 문학평론등의5

개분야의행사(‘4·19 이후의문학비평’, ‘시인과독자하나되기시운동’, ‘문화정책

토론회’, ‘페미니즘문학의현황과모색’, ‘대중문화시대의예술가’)를가졌다. 또한 3

박4일의청소년을위한환경캠프도열었다. 

2001년에는‘생태환경문학세미나’등의각종학술행사와국내외심포지엄이행

해졌거나예정되어있다.

토지문화관은박물관적인성격이강한문학관이라기보다는문화예술인의연구및

창작지원공간이면서문화활동및교육활동을담당하는역할이더크다. 또한국제학

술·문화교류활동, 강연과국제학술회의문화예술인워크숍등에잘활용될수있을

것으로보인다.  회의실, 야외공연장등이잘갖추어져있고숙식을제공할수있는시

설과쾌적한환경으로인해토지문화관은문학캠프나 1박 2일이상의국내외학술대

회를유치할수있는최적의장소로보인다.

문학관실태조사

5) 박경리는1926년경남통영에서출생. 1956년단편「흑흑백백」으로『현대문학』8월호에추천완료하면서등단.

1969년부터1994년까지문제작『토지』집필. 연세대문리대국문학과석좌교수역임.

토지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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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i̇—

청마문학관은청마유치환(柳致環) 선생6)의문학정신을보존·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0년 2월바다가내려다보이는통영시정량동망일봉(望日峰)기슭 1,220평의

부지에자리잡고있다. 문학관(전시관)과생가(본채, 아래채)로이루어져있다(청마생

가는통영시태평동552번지였으나도시의발전으로부지가협소하여제자리에생가

를복원할수없어부득이현장소에옛날생가형의모습을갖추어복원) 문학관은 51

평규모, 생가는17평규모이다. 휴게실과관리실이별채로구성되어있다.

전시관에는청마의삶을조명하는 <청마의생애>편과청마문학의변천·평가등

을살펴볼수있는<청마의작품세계>편, 청마가사용하던유품들과청마관련평론·

서적·논문을정리한<청마의발자취>편, <시감상코너>편으로구성되어있다. 청마의

유품100여점과각종문헌자료350여점이전시되어있다.

2000년 2월개관하여 1년동안일반인 14,503명, 학생 9,260명등총 23,763명이

청마문학관을찾았다. 통영시공무원3명이관리하며, 행사로는시인, 화가100여명이

참가한통영시시화전이개최되었고, <애송청마시 20선>을제작하여 3,000여명에게

배부하였다.

6) ¡ »„fi̇—

전남담양군은조선중기이후한국가사문학이꽃을피운지방이었다. 담양군에서

는가사문학관련문화유산의전승·보전과현대적계승·발전을위해광주호주변인

전라남도담양군남면지곡리에2000년가사문학관을개관하였다. 가사문학관은본관

과부속건물인자미정·세심정·산방·토산품점·전통찻집등으로이루어져있다.

대지 5,017평에건평 650평(한옥형)이며, 국비, 도비, 군비를합쳐 83억원을투입한전

국최대규모의문학관이다. 

공연장, 향토사료관, 세미나실, 전시실, 장서각, 자료실, 문화사랑방, 기획전시실, 토

산품전시장, 전통차전시장등의시설을고루갖추고있다. 가사문학관련재현도및유

물, 전적, 서화220여점과담양가사18편과관계문헌, 송강집및기암집을비롯한목판

535점, 가사문학관련도서3,500여권을소장하고있다.  

면앙송순, 송강정철, 석천임억령, 소쇄처사양산보, 하서김인후, 서하당김성원,

미암유희춘, 제봉고경명등의유물과관련도서, 특히이서의<낙지가(樂志歌)>, 송순

의 <면앙정가( 仰亭歌)>, <분재기(分財記)> ,정철의 <성산별곡(星山別曲)>, <문청

공연행일기 (文淸公燕行日記)>, 임억령의<파산4언시(坡山四言詩)>, 김인후의<소

문학관실태조사

6) 유치환(1908∼1967)은 경남 통영 출생. 아호는 청마(靑馬). 1931년, 『문예월간』에「정적(靜寂)」을

발표하면서등단. 「청마시초(靑馬詩抄)」,「생명의서」, 「파도야어쩌란말이야」등의시집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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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원사십팔영(瀟灑園四十八詠)>, 고경명의 <면앙정삼십영(傘仰亭三十詠)> 등의국

학과국문학연구에귀중한가치를지니고있는자료가보기쉽게전시되고있다.  

관람료는일반인 800원(단체 500원), 청소년및군인 400원(단체 300원), 어린이

300원(단체200원)등이며, 주차시설도잘갖추고있다.

가사문학관의관람객은2000년개관이후2001년6월30일까지일반인60,760명,

청소년7,976명, 어린이12,329명등으로, 개관시기를감안하면많은이용이이루어지

고있는것으로보인다. 

가사문학관은가사문학과관련된담양지역과전국의유·무형문화유산을전

승·보전하고, 가사문학을종합적으로연구·고찰할수있는문화공간으로자리매김

될것으로보인다. 한편가사문학관은식영정·환벽당·소쇄원·송강정·면앙정등

의문화유적지와연계관광할수있는지리적잇점을갖추고있어지방자치단체의특

성화사업에도많은도움을줄것으로보인다.

7) ‡†„fi̇—

경남문학관은진해시태백동장복산공원에 2000년 3월문을열었다. 6억여원(도

비5억원포함)을들여경상남도와경남문인협회가세운이문학관은전국유일의시·

도단위공공문학관으로연건평 170평의지상 2층건물에 1층은문학사자료전시실

(100평), 2층은세미나실및자료실(70평)로꾸며져있다. 

문학사자료전시실에는경남출신저명문인인설창수박재삼시인등의육필원고

를비롯하여, 경상남도작고문인의사진과유작, 출향문인의사진과유작그리고현재

활동중인문인들의저서등문학에관련된각종자료들이전시돼있다. 또『현대문학』

창간호등창간호희귀본 300여종을비롯해동인지·시전문지등총 3,000여점이전

시되어있다. 

2층세미나실은정기간행물을비롯 7,000여점의각종도서를비치해이용하는

사람들이자유롭게볼수있도록해두었으며, 문학강좌나고교생을위한토요문학강

의실·각문학단체의행사장소로개방하고있다. 경남문학관은경남문학에관한자료

들을체계적으로발굴보관하게되며, 경남문인들의집필및모임장소로제공된다. 또

한청소년문학교육장으로활용되고있다.

또한경남문학관에는문예대학이개설되어문예창작공간의역할을하기도한다.

경남문학관이소장하고있는자료들은『백조』, 『조선지광』등의일제시대에간행된잡

지, 『현대문학』, 『창작과비평』창간호와근대최초의번역시집「오뇌의무도」(김억),

「해파리의노래」(김억), 「제일시집」(김춘수), 「국경의밤」(김동환), 「우리말본」(최현배),

「조선문학통사」(북한판) 등의희귀본과『경남문학』을비롯한경남에서발간되는동인

문학관실태조사

경남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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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도대부분포함하고있다. 

경남문학관의입장료는무료이며, 운영은자원봉사자들의정성으로이루어지고

있고운영비가절대적으로부족한형편이다. 

8) –⁄»Œ„fi̇—¿‹–‚…

2001년5월개소현판식을가진광산문학연구소는경북영양군석보면원리동두

들마을에자리잡고있다. 이곳은작가이문열7)의고향이며, 재령이씨들의집성촌이기

도하다. 광려산(匡慮山) 남쪽대지 750평에ㅁ자형태로자리잡은건평 120평의전

통목조건물은안채·사랑채·강당·정자등으로구성되어있고, 국비5억과이문열

의사재 6억여원을투입해지었다. 원래이연구소는이문열문학기념관혹은이문열

문학관으로명명될예정이었으나이문열스스로그명칭을고사해, 광산문학연구소로

결정되었다. 개관한지한달여밖에되지않아어떻게운영될지어떤자료를소장할지

구체적으로확정된것이없으나, 도서관이나박물관의기능보다는문학사숙(私塾)의

형태로사용될가능성이많아보인다. 물론문인들의창작공간대여도가능할것으로

보인다.

9) ˙ ‚‡̀˛ „ fi̇—

김유정문학관 : 강원도춘천신동면(강원도주관, 2001년완공예정)

서정주문학관 : 전북고창부안선운리(고창군주관, 2001년완공예정)

이효석문학관 : 강원도평창군봉평창동리(강원도·평창군주관, 2002년완공

예정) 

문학관 개선방향

지금까지전국에산재한문학관의현황과운영실태를살펴보았다. 운영주체도개

인, 지자체등으로다양하고, 입장료를받는곳도있고받지않는곳도있다. 또한문학

관의이용이상당히활발한곳도있고상대적으로그렇지못한곳도있었다. 현황과운

영실태를바탕으로문제점과개선방향을도출해보았다.

1) „ fi̇— ¿¿˙ „fi •̨́ ¨fi”‚ „ fìƒ

각문학관은나름대로많은자료를소장하고있고, 개인의기증등으로하여서적

문학관실태조사

7) 작가 이문열은 1948년 서울 청운동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경북 영양에서 성장했다. 동아일보에 중편

〈새하곡〉으로등단했고, 「사람의아들」로‘오늘의작가상’을받았다. 「변경」등작품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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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비롯한보존전시할필요성이있는유물들을소장한경우가많다. 그러나이들을제

대로관리하고, 분류하고, 가치를부여하여, 이용객들에게설명과안내를해줄인력을

갖춘문학관은한국현대문학관과가사문학관을제외하면그다지많지않은형편이다.

물론지금거론한문학관도전시체계가갖추어져있다는것이지전문가가이용객들에

게설명을해줄수있는수준은아니다. 때문에각문학관은특성에맞는전문인력의

배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2) • Æ̇ D B›̈¿̋ ¨ ¤̆ ` ‡…‡ „fìƒ

문학관이용의활성화를위해서는자료의DB화가필요하며, 이것이힘든고본이

나휘귀자료는영인화작업이필요하다. 하지만, 상당수문학관들에는소장하고있는

자료의목록조차마련되어있지않은경우가많다. 목록이없다면자료의입출입관리

조차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뜻이다. 목록작업, 영인화작업, DB 작업이시급

한실정이다. 또한현재몇몇문학관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지만, 한국현대문학관과

가사문학관을제외하면아예없거나제대로운영되지않는경우가많았다. 자료의목

록작업과디지털화가우선되어야실속있는홈페이지운영이가능할것이다.

3) „ fi̇— fl̆…”̈› „fìƒ

전남담양의가사문학관의경우가모범적인경우라할수있는데, 지자체가적극적

인의지를가지고지방문화유산과관광사업을연계시키는것도문학관활성화의한

방법이다. 물론모든문학관이다그렇게하지는못하겠지만, 지역의특수성과연계된

문학관활성화도가능할것이다. 다른문학관도자신들의특성을살리는특화전략이

필요할것이다.

4) ……„‡“ ˙ ¿ ‹–‚¨¿œ , „ fi̇—–‡ ˙ … ¿̈º „fìƒ

각문학관은백일장등의청소년문학교육의장소로활용할수있고, 문학심포지

엄, 학술세미나등의장소로활용할수있도록운영주체가활발히나서야할것이다.

이렇게하기위해서는각문학관과관계있는문인단체의참여를유도하는것이바람

직하다. 즉문인들의사랑방구실을하면서, 그문인들이문학관을중심으로활동할수

있게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때문에문인들이모일수있는공간을확보하고, 문인

들을유도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문학관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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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ß–ß̨ ¨ «”‚¿̋ „ fįØ̇ ¿ł ” » „fìƒ

한국현대문학관의경우정기적으로소식지를만들어배포하면서여러가지사항

을홍보하고특성을살리는데활용하고있다. 이밖에도공간을활용한여러이벤트를

기획할수도있을것이다. 문학관은앞으로관계문인혹은지역문인들의적극적인참

여와자원봉사활동이요구될것이다. 즉문학관의홍보, 문인들의참여와자원봉사,

일반인의적극적인이용등이유기적으로맞물려돌아가야할것이다.

전체적으로한국의문학관의경우가장당면한문제는운영비의절대적부족이다.

개인이세운문학관은개인이운영주체라는점과유료라는점에서공공지원을받지

못하고있다. 또경남문학관의예를보면설립시거액을도비에서지원했지만, 운영비

지원은거의없는실정이다. 그러다보니진해지역문인들이자원봉사차원에서운영

을맡고있다. 문인들의자원봉사는물론문학관운영에큰도움이되지만, 여러가지

적극적인문학관활성화를위해서는어떤식으로든최소한의운영비와인건비지원이

있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박화성문학관의경우비전문가인임시직공무원1명이문

학관을관리하다보니, 문학관운영에공백이생길때도많다.

각지방의문학관은여러지방자치단체장들의정치적판단에의해거액의지원으

로개관되는경우가많지만, 그정치적마인드가문화적마인드로지속적으로연결되

지않는것이대부분이다. 때문에각문학관의규모와특성에맞는체계적인지원책이

강구되어야할것이며, 지역문인단체의적극적인참여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이다.

또한각지역의문인협회나민족문학작가회의등의문인단체회원이나개인문인들도

보다적극적으로자기지역문학관활성화에기여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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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여러분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보다앞서가는잡지, 질 높은잡지, 알찬 잡지를만들기위해

『 』에서는여러분의의견을모으고자합니다.

부드러운시선보다는날카로운시선으로지적해주시면

겸허하게“좋은잡지”라는결실로보답하겠습니다.

『『 』』에에 의의견견을을 주주실실 분분을을 위위해해서서

*원고마감은 매월 15일입니다.

*원고는 우편이나 FAX, E-mail 또는 본원 홈페이지(게시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고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또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주소소::  우우 110000--776666  서서울울시시 종종로로구구 동동숭숭동동 11--113300  한한국국문문화화예예술술진진흥흥원원 편편집집실실

◆◆전전화화::  0022--776600--44556688

◆◆FFAAXX::  0022--776600--44669944

◆◆EE--mmaaiill::  mmaaggaazziinnee@@kkccaaff..oorr..kkrr

◆◆홈홈페페이이지지((게게시시판판))::  wwwwww..kkccaaff..oorr..kkrr

원원고고가가 문문화화예예술술지지에에 게게재재되되는는 분분께께는는 매매월월((66개개월월간간))  문문화화예예술술지지를를 보보내내드드립립니니다다..

文化藝術


